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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느티나무를 대표하다,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의 흙이 깊고 그늘진 땅에서 잘 자란

다. 높이는 26m, 지름이 3m이고, 잎 길이 약 2∼7cm이다. 생장 속도가 빨라서 정원에 

관상수나 가로수로 심으며, 목재는 단단하여 연장의 손잡이나 고급 가구재와 건축재

로 사용된다. 꽃은 3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 익는다.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는 마을 앞 경작지 사이에 위치한 독립수로서 전체적으로 반

구형의 큰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느티나무 중 가장 큰 나무로서 생

육상태도 아주 좋고 외형도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느티나무를 대표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어 1998년 전라남도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에 천연기념

물 제478호로 승격되었다.

식물 31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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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느티나무

예부터 느티나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면서, 재질이 

단단하여 쓰이는 곳이 많았다. 경주 천마총의 관재, 부석사 무량수전

과 해인사 대장경판 보관 건물인 법보전의 기둥, 큰 절의 구시, 전통

가구 등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전국에 보호수로 지정된 고목나무는 모두 12,696주이고 이 중 

느티나무가 7105주로서 56%에 이른다. 우리나라 당산나무의 대부분

도 느티나무다. 이렇게 느티나무 고목이 흔하다 보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다른 느티나무와 차별화되는 대단한 특

색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중 전라남도 장성 단전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비교적 최근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 중 가장 굵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크기는 높이 20m, 가슴 높이 줄기둘레 10.5m로서 어른 일곱 

사람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의 굵기이다. 펼쳐진 가지는 동

서 28m, 남북 30.5m에 이르며 다섯 가지로 갈라져 아름다운 원뿔 모양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			부석사	무량수전	우측

·국보 제18호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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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있다.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되는데, 수관 형태가 아름답고 

고우며 노출된 뿌리 부위와 줄기 기부의 작은 외과처리 흔적을 제외하

고는 큰 상흔이 없으며, 비교적 좋은 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무의 동쪽 약 2m 거리에는 직사각형 정자가 있으며, 입구 쪽인 남

쪽을 제외한 세 방향에는 높이 30~50m 정도의 철재 보호책이 ‘ㄷ’자형

으로 설치되어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의 명목시리즈’ 우표 사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로 단전리 느티나무가 지정되었으며, 그 다음해에

는 전남 장성군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산림 8경(景)’

에도 선정되어 이름을 알렸다.

	 임진왜란	중	전사한	두	형제의	넋을	기리며

아름다운 이 느티나무에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무가 

자라는 이 마을은 전남 강진을 본향으로 하는 도강김씨의 집성촌으

로, 이 마을 출신인 김충남(金忠南)과 김충로(金忠孝) 형제에 대한 이

야기이다.

1592년 4월, 왜군은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한

양을 향해 빠르게 쳐들어왔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조선의 군대는 여기저기서 패하고 

말았다.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을 상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김충남은 이순신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 전사

하게 된다. 동생 김충로는 무척 슬퍼하며, 형의 영혼을 달래고 나라에 

목숨을 바친 형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느티나무를 심었다. 이어서 

김충로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였으며, 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장례가 치러졌다.

두 형제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로를 인정하여, 나란히 선

무원종공신(宣撫願從功臣)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사람

들은 그 느티나무를 ‘장군나무’라고 불렀다. 나무는 두 형제 장군의 의

연한 기상을 물려받은 듯 무럭무럭 잘 자라 장군나무란 이름에 어울

•장성 산림 8경은 백양사 백학봉을 

비롯, 축령산 휴양림, 남창계곡, 필암서

원 주변림, 입암산성, 홍길동 우드랜드, 

단전리 느티나무, 불태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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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심은 나무이니, 나

이는 약 40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이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한 나무로 여겨져 매년 정

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궂은일을 하고 당제(堂祭)에 참여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다시 날을 받아 정성껏 제사를 모시니 몸이 나

았다는 등 이 나무의 영험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잎이 일시에 잘 피거

나 시들시들 잘 피지 못하는 것으로 한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계시

해 주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다.

제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소와 말을 위한 제물로 짚, 콩 등을 

가져다가 느티나무 주위에 뿌리면서 소와 말의 건강과 풍년을 비는 

우마제(牛馬祭)를 먼저 올린다.

정초에 선정된 화주(化主)와 축관은 제를 지내기 사흘 전부터 화주

의 집과 마을 입구, 당산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

다. 당산제를 앞뒤로 사흘 동안 마을사람들은 어육을 먹지 않았다. 화

주 내외와 축관은 당산제 당일에는 대소변 뒤에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금기를 지키고, 제를 지낸 뒤에도 행동을 삼가고 조

심하였다.

당일 저녁이 되면 주민들은 각자 나무를 한 짐씩 해다가 마을 앞 공

터에 쌓고 불을 피우고 풍물을 치며 놀았다. 자정이 되면 주민들은 풍

물패를 앞세우고 화주 집으로 가서 제물을 들고 나와 느티나무 밑에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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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정성껏 차린 후에야 당산제를 지냈다. 이처럼 단전리 느티나무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소중한 우리나라의 나무이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 1962. 12. 07.

제486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2007. 10. 0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0 조선시대 2002. 09. 2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조선시대 1975. 04. 23.

사적 제377호 장성 대도리 백자 요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85, 외 조선시대 1992. 10. 10.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산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 외 57필지 
고려시대 1993. 11. 10.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 전남 장성군 황룡면 내황길 50-8, 외 조선시대 1998. 06. 10.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등 
 - 2008. 02. 05.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3호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36-1 - 1972. 01. 29.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32호
백양사 극락보전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1972. 08. 07.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43호
백양사 대웅전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1974. 09. 24.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44호
백양사 사천왕문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1974. 09. 24.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05호
장성향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2길 102 조선시대 1985. 02. 25.

전라남도기념물

제54호
봉암서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화차길 159 조선시대 1981. 10. 20.

전라남도기념물

제186호
장성 영천리 방울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15-3  - 2001. 09. 27.

전라남도문화재

제97호
청계정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245-1 - 1984. 02. 29.

전라남도문화재

제101호
진원리 오층석탑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121-4 - 1984. 02. 29.




